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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 이슈 키워드 추출을 위해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기술을 요구한다. 사회적 이슈 키워

드를 추출하기 위해 키워드 수집 모델이 되는 사이트에서 크롤링(crawling)을 수행한 뒤, 형태소 단위 의미

있는 단어를 수집하기 위해 형태소 분석(morphological analysis)을 수행한다. 한국어 형태소 분석을 위해 

파이썬의 코엔엘파이(KoNLPy) 패키지를 활용한다. 형태소 분석을 통해 나뉘어진 단어에서 통계를 내어 이

슈 키워드 추출한다. 이슈 키워드를 뒷받침할 연관 단어를 분석하기 위해 단어 임베딩(Word Embedding)을 

수행한다. 단어 임베딩 수행을 위해 Word2Vec 모델 중 Skip-Gram 방법론을 적용하여 연관 단어를 분석하

도록 개발하였다. 웹 소켓(Web Socket) 통신을 통한 채팅 프로그램의 상단에 분석한 이슈 키워드와 연관 

단어를 출력하도록 개발하였다.

키워드: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크롤링(crawling), 형태소 분석(morphological analysis), 

코엔엘파이(KoNLPy), 단어 임베딩(Word Embedding), Word2Vec, Skip-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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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현대 사회에서 이슈화되는 사건이 늘어나면서 국민청원을 통해 

소수의 사람들도 인권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국민의식을 

기를 수 있었다. 그러한 과정 속에 보탬이 되고자 우리는 함께 생각을 

공유하고, 동참의지를 기를 수 있도록 실시간 소통의 장을 형성한 

후, 사회적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모함이 필요했다.

사회적 이슈가 되는 기사들의 핵심 키워드를 수집하고, 연관단어를 

탐색하여 채팅 주제 선정을 마친다. 주제와 관련하여 사용자들끼리 

소통을 진행할 수 있게 소통의 장을 형성하고, 사회적 관심거리에 

대한 폭넓은 시야와 견해, 의견으로 목적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한다. 생성되는 채팅방은 ‘방장’의 개념을 제거하여 한 사람의 

이념에 따르지 않고 모두의 의견을 공유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목표이다. 작은 힘이 세상을 움직인다. 소수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사건이 도태되지 않도록 계속 언급하고 생각을 공유한다. 

모두의 동참의지를 일어서게 만들고 전파될 수 있게 하여, 긍정적인 

국민의식을 기르는 사회 운동이 될 수 있다.

II. Preliminaries

소통의 매개체로 활용될 정보 및 키워드를 추출하기 위해서 수집이 

필요한 분석모델이 필요하고, 포함된 데이터를 가공하여 의미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인 텍스트 마이닝 기술이 필요하다.

분석모델에서 추출하는 데이터는 뉴스기사 중 '문장' 형태로 데이터

를 제공한다. 텍스트 마이닝 기술로써 소통 매개체로 활용될 키워드는 

첫째, '의미적 분석이 가능'하며 둘째, '분해가 되지 않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의 단어'여야 한다. '의미적 분석이 가능'한 경우 단어를 

통해 사용자는 해당 단어를 인지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수행되어

야 한다.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의 단어'의 경우, 둘 이상의 단어가 

출력될 경우에 단어 임베딩을 통한 연관 단어 탐색 시, 두 단어로 

형성된 구절의 경우 연관 단어의 탐색이 불가하다.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한국어 단위 구조는 형태소가 적합하여 시스템 구현 시, 

분석모델에서 수집한 문장 형태의 뉴스기사에서 형태소 분석 기능이 

필요했고, 분석된 형태소를 통해 집계를 내어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

를 색출하는 작업을 통해 이슈 키워드를 탐색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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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ext Mining Process

사용자에게 이슈 키워드만 제공할 경우, 사회적 관심거리 중 해당 

이슈 키워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눈에 띄지 않다면 또는 이슈 

키워드만으로는 인지가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이슈 키워드

와 관련된 연관 단어를 함께 출력하여 사용자에게 제공 시, 사회적 

관심거리와 연상된 주제를 상기시킬 계기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분석 모델 중 뉴스기사에서 보이는 특징 중 하나는 사용자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기사 제목으로 작성되어 있다. 기사 내용 중 주목받는 

키워드를 포함시켜 키워드를 뒷받침할 연관단어를 주변에 포진시켜 

놓은 것이 특징이다. 단어 임베딩 중 단어상 연관있는 단어는 주변에 

밀집한다는 가정하에 각 연관단어를 예측하는 Skip-Gram 방법이 

적합하다 판단하였다.

III. Design

3.1 핵심 키워드 수집을 위한 크롤링, 형테소 분석, 단어 

임베딩 수행

핵심 이슈 키워드 선정을 위해서는 단어 크롤링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 이용자 수가 가장 많은 ‘네이버 뉴스’를 

수집 모델로 선정했다. 네이버 뉴스 상단의 ‘가장 많이 본 뉴스’ 

메뉴의 기사들 중 사회 섹션의 기사 제목들을 크롤링하기로 결정했다.

크롤링한 기사 제목 데이터는 문장 형태로 되어 있으므로 핵심 

키워드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고유명사 단위로 리스트를 재구성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표적인 Python 형태소 분석 라이브

러리인 KoNLPy(코엔엘파이)를 활용하여 형태소 분석을 수행했다. 

추출한 단어들 중 뜻이 없는 한 글자 데이터가 다수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두 글자 이상의 단어들만 리스트에 추가하는 방식으

로 문제를 해결했다. 그 후, 각 기사당 키워드 리스트를 갖는 2차원 

리스트 형태로 재구성하는 작업을 수행했고, ‘단어’, ‘수집 날짜’, 

‘추출 URL’, ‘기사 제목’ 순서대로 DB에 저장했다.

Fig. 2. DB 저장 내용

재구성된 2차원 리스트에서 연관 단어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단어 

임베딩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여러 임베딩 모델 중 중심 단어를 통해 

주변 단어를 예측하는 모델인 Skip-Gram 모델을 사용하여 임베딩을 

수행하기로 선정했다. Skip-Gram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 단어 단위의 

Semantic Accuracy가 다른 모델들에 비해 높은 것도 확인할 수 

있다.

Fig. 3. 각 임베딩 모델별 정확도 비교

수집한 키워드의 등장 횟수를 카운트하여 가장 많이 등장한 키워드

를 기준으로 해당 키워드가 포함된 기사 제목에서 연관 단어를 탐색하

고, 관심 단어로 예측되는 각 단어마다 가중치를 부여하여 연관도를 

분석한다. 단어 임베딩 수행 라이브러리는 구글 Word2Vec을 사용했

다. 연관도가 높은 순으로 리스트를 정렬하고, 추출된 키워드 리스트는 

관심 단어와 연관 단어를 웹 상에서 출력하기 위해 DB에 저장했다.

3.2 API 요청을 통한 Front/Back-end 시스템 구축

사용자들에게 출력되는 Front-end 화면은 React를 사용하여 구현

했고, DB와의 연동 및 웹 Front-end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받아 API 요청을 수행하기 위해 Spring-Boot(스프링 부트)를 사용했

다. 스프링 부트의 컨트롤러에서 정의한 URL을 이용하여 API 요청을 

보내면 해당 부분의 함수를 수행한다.

3.3 채팅 서버 구현을 위한 미들웨어 구축

사용자의 실시간 채팅 환경과 빠른 속도의 데이터 처리를 보장하기 

위해 GraphQL 기반의 미들웨어 서버를 구축했다.

Fig. 4. GraphQL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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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phQL에서는 SQL 대신 GQL 명령어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가져온다. SQL은 Back-end 시스템에서 작성 및 호출되지만, GQL은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작성 및 호출되므로 웹소켓 통신 구현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실시간 채팅 로그를 기록하기 위해 기존 Front-end에서 동작하는 

React 환경에 Apolo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한 뒤, 데이터가 변경되면 

해당 영역을 자동으로 리렌더링하도록 구현했다.

3.4 사용자 정보 수집 및 유효성 검사, 정보 수정을 위

한 모듈 구현

회원가입에서 DB에 저장하기 전에 사용자의 입력 오류를 검출하기 

위해 유효성 검사를 수행한다. 입력받는 데이터 항목은 사전에 정의한 

요구사항명세서를 기반으로 각 조건에 맞게 유효성 검사를 수행하도록 

반영했다. 입력한 E-mail에 대해 인증 URL을 생성하여 해당 URL을 

클릭하지 않으면 회원가입이 완료되지 않도록 2차적으로 유효성 

검사를 진행한다. 악의적인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SHA256 암호화를 

적용하여 URL을 생성한다. 입력한 사용자 정보는 추후 수정이 가능하

도록 메뉴를 추가로 구성하며, 해당 기능에 대해서도 유효성 검사를 

실시한다.

IV. Implementation

사이트 첫 진입시 사용자에게 E-mail과 비밀번호를 입력받는 로그

인 화면이 뜬다.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하다. 

회원가입은 사용자의 E-mail 및 비밀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입력

받은 후, 각 입력에 대한 유효성 검사를 진행한다.

Fig. 5. 회원가입 입력 화면

페이지 하단 버튼을 클릭하면 사용자가 입력한 메일 주소로 인증 

메일을 발송하고, 메일 내에 있는 인증 URL을 클릭하면 인증이 

완료되고 해당 계정의 사이트 로그인 권한이 부여된다.

Fig. 6. 회원가입 인증 메일 내용

로그인을 수행하면 기입한 입력에 대해 유효성 검사를 진행한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서비스 화면으로 이동한다.

Fig. 7. 로그인 유효성 검사 수행 화면

화면 좌측에는 순서대로 채팅, 사용자 정보, 통계 메뉴로 이루어져 

있다. 기본 화면인 채팅 메뉴는 상단에 오늘 날짜와 그에 해당하는 

관심 키워드 및 연관 키워드로 구성되며, 하단에는 채팅에 참여할 

수 있는 화면과 입력창으로 구성되어 있다.

Fig. 8. 홈 및 채팅 화면

사용자 정보 메뉴는 회원가입 시 입력한 E-mail, 이름, 닉네임 

등을 조회하고 비밀번호와 생년월일, 연락처 수정이 가능하다.

Fig. 9. 사용자 정보 조회 및 수정 화면

마지막으로 통계 메뉴는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상위 10개 키워드를 파이 그래프로 볼 수 있다. 각 단어의 분포도를 

통해 현재 이슈되고 있는 키워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채팅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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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이슈 키워드 분포 파이 그래프

V. Conclusions

현대 사회에서의 SNS는 사용자간의 관계를 형성하고 개인의 생각

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성격을 갖는다. 본 논문은 전통적인 

SNS 중의 하나인 채팅 시스템 구현을 통해 사회 이슈에 대해 사용자들

의 의견을 공유하고 동참 의지를 전파할 수 있는 실시간 플랫폼을 

구축한다. 작은 힘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말처럼 소수의 의견이 모이면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국민 의식을 기르고 더 나아가 건강한 

사회 운동을 주도할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형성하는 것이 위 연구의 

목표이다.

향후 사용자와 관리자 기능을 분리하여 채팅방 내의 불량 사용자들

을 제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 추가와 함께 키워드별로 채팅방을 

따로 두어 자정마다 채팅방이 추가 및 삭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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